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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icrogrid is an aggregation of multiple distributed generators (DGs) such as renewable energy sources,
conventional generators, and energy storage systems that provide both electric power and thermal energy. Generally, a
microgrid operates in parallel with the main grid.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a microgrid operates in islanded
mode, or in a disconnected state. Islanded microgrid can change its operational mode to grid-connected operation by
reconnection to the grid, which is referred to as synchronization. Generally, a single machine simply synchronizes with
the grid using a synchronizer. However, the synchronization of microgrid that operate with multiple DGs and loads
cannot be controlled by a traditional synchronizer, but needs to control multiple generators and energy storage systems
in a coordinated way. This is not a simple job, considering that a microgrid consists of various power electronics-based
DGs as well as alternator-based generators that produce power together.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ults of research
examining an active synchronizing control system that consists of the network-based coordinated control of multiple
DGs. Consequently, it provides the microgrid with a deterministic and reliable reconnection to the grid.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using the test cases with the experimental setup of a microgrid pilo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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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부적인 요인과 계통 고장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 운전은 동기 투입으

마이크로그리드의 기본 개념 모델[1][2]이 제안된 이후로,
이러한 미래의 전력 시스템의 진보된 특징들을 보여주는 상

로 불리는 전력망으로의 차단기 재투입에 의해서 종료가 되
고 다시 전력 계통과의 병렬운전이 시작된다.

당한 양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전력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류 발전기가 또 다른 발전기와의 병

산업의 미래 비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새로

렬 운전을 하려면 자동 동기장치를 이용하여 동기 투입을

운 배전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수행하는 것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분산 전원과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전원, 기존의 발전 시스템, 열병합 발전 시스

부하가 연계되어서 운전되는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의 방식

템 등 다수의 분산 발전기 (distributed generator, DG)와

으로는 동기 투입 제어가 불가능하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마찬 가지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배치
되는 전기 및 열 부하를 공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다수의 다양한 전력 변환장치 기반의
분산 전원들과 회전기 기반의 발전기들이 연계하여 전력을

기존의 광역 전력 시스템의 입장에서 마이크로그리드는

생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은 쉬

공통 연결점 (Point of Common Coupling; PCC)을 통해서

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동일한 전력 변환장치 기반의 분산

연결되는, 하나의 제어될 수 있는 능동형 전원 또는 부하로

전원도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동특성을 가지므

여겨진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광역 전력망에 연결된 상태로

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임의로 변동

병렬 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력망에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출력과 갑작스런 부하의 변동은

서 분리되어서 독립된 상태로 운전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을 더욱 힘들게

독립 운전의 주된 원인은 고의적 독립 운전으로 대표되는

만든다.

*
**
***
†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그

본 논문은 다양한 분산전원으로 구성된 마이크로그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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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을 일관
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안
된 동기 투입제어 방식은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에서
두 가지 시험 조건으로 시험되어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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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이크로그리드의 소개

째는 자동 동기장치가 발전기의 속도와 전압을 제어함과 동
시에 동기 투입 조건을 검출하여 조건이 만족하는 순간에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수의, 현장에 설치된 분산 전원과 전

차단기 투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동 동기 투입 방식이다

기 및 열 부하로 구성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상당히 많은

[6][9][10].
그러나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은 무 부하 상태로 제

수의 소 용량 분산 에너지 전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이 넓은 범위의 배전망에 분포되어 배치되며 지

어되는 단일 발전기의 동기 투입과는 다르게 다수의 분산

역의 전력과 열 부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이다 [1].

전원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변 부하에서 소비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양한 경제적/산업적/환경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첫 째로는 그린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의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 가스를 줄임으
로서 환경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발전의
고유 특성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식 발전 시스템의 필연적인
송전 손실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있어서 발
전의 부산물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는 열병합 발전 시스
템을 적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거둘
수 있음은 마이크로그리드의 또 다른 장점이다.
높은 신뢰도의 전력 공급과 특정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향상된 전기 품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것은 미국
군부대의 전력 공급 프로젝트인 Energy Surety 마이크로그
리드 프로젝트로 시범 보인 바 있다 [3]. 현재까지 미국, 유
럽, 일본을 중심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 이다. 전 세계의 마이크로그리드
관련한 시범 단지와 구성 및 특징은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단일 발전기의 동기 투입
교류 발전기를 병렬운전 하기 위해서는 위상각 차, 슬립
주파수 그리고 전압 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기 투입 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기 투입 조건이 일치하는 순간에 차단기를
투입함으로써 두 개의 독립된 교류 전력 계통은 병렬 운전
을 시작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동기 투입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단기를 투입하는 경우, 두 시스템 사이에
발생하는 단락 전류는 발전기 축의 비틀림 진동을 유발하여
발전기를 트립 시킬 수도 있다 [6][7].
보호 계전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여 눈에 띄는 물리적
손상이 없다 치더라도 발전기의 수명 저하나 전력 장비들의
열화가 예상할 수 있다 [8].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대용
량 발전소의 경우 동기 투입 제어를 위한 이중 또는 삼중의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동기 투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7]에 잘 정리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장비 소손으로 인한 수리 또는 교체 비용
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손실 비용 등이 포
함된다.
1.3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
광역 전력 계통으로의 동기 투입을 위한 기존의 방법은
사용하는 장치에 따라서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동기 점검 릴레이의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동기 램프나 동기 스코프를 참조하여 운전자가 수
동으로 차단기를 투입하는 수동 동기 투입 방식이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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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동기 투입을 위한 조건에서 상
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임의로 가변되
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과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하를 고려할
때 단독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를 계통에 투입하는 것은
단일 발전기의 경우와 비교하수 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을 위해서 기존의
자동 동기장치를 이용한 동기 투입은 불가능하며 마이크로
그리드를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한 채로 전력 계통과
의 동기 투입 조건이 일치하기를 기다려서 동기 투입을 수
행하는, 수동 동기 투입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수동 동기 투입 방식은 항상 동일한 투입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투입 완료까지 경과되는 시
간이 가변적이다. 특히, 전력 계통과 마이크로그리드 사이의
주파수 차이가 매우 작은 경우, 위상각 차이가 일정 조건 안
으로 들어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을 위한 기존의 연구로서 통
합 제어기를 이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를 [11]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시험 조건이 실제 마이크로그리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모의
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유사 연구결과로서 잘못
된 동기 투입으로 인한 결과의 시뮬레이션을 [12]에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위에서 설명한 마이크로그리드 동기 투
입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동기 투입 제어
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수
의 분산 전원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전
압과 주파수를 조종함으로써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
드의 동기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를
제안한다. 이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의
출력변동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으
며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을 실
현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장에서는 마이크로그
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의 문제점에 대한 소개
를 하였고 2 장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시험을 위한 시험
플랜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장은 능동형 동기 투입
을 위해서 필요한 계측과 제어 그리고 동기 투입 제어기의
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4 장에서는 두 가지 시험을 통
해서 능동형 동기 투입 방식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변 환경
에서의 동기 투입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5 장의 결론을
통해서 제안된 방식의 특성과 유용성 그리고 논문 내용을
요약한다.

2.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
마이크로그리드의 복잡한 특성을 연구하기위한 목적으로

1113

전기학회논문지 60권 6호 2011년 6월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가 개발되었다. 그림 1에서 시

2.3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BESS)

험 플랜트의 구조를 볼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
트는 승압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 계통과 연계되는데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와 STS(Static Transfer
Switch)를 이용하여 전력 계통과의 연계/차단이 제어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저압의 단일 배전선으로 구성되며 배전
거리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는 배전 임피던스 (XL1-XL5)를

에너지 저장장치는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의 본
질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장
치의 역할을 한다. 에너지 균형의 동적인 제어는 마이크로
그리드의 전기 품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마이크로그리
드의 동기 투입 제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BESS는 마이크

이용하여 모의된다. 배전선의 6 개 위치에 지역 부하와 신

로그리드의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중 하나

재생 전원을 포함하는 분산 전원이 배치된다.

로 동작한다.
2.4 디젤 발전기 (DE1, DE2)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그리드의 장점 중의
하나인 경제적 이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이며
가능하다면 반드시 설치된다 [14][15]. 열병합 발전은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짐과 동시에 간헐적인 신재생 전원에 비하
여 신뢰도가 높으므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기본 부하
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에
있어서 열병합 발전은 두 개의 디젤 엔진 발전기로 모의된
다. 동기 투입 제어에 있어서 디젤 발전기들은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는 주요 액
추에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2.5 태양광 발전 (PV)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의 구조
Fig. 1 Sutructure of the microgrid pilot plant
2.1 마이크로그리드 중앙 제어장치 (MCC)
마이크로그리드 중앙 제어장치(MCC, Microgrid Central
Controller)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영, 제어, 보호 등을 총괄
하는 주 제어 장치이다. SCADA기능을 기본으로, 각 분산
전원 및 디지털 전력량계의 계측 데이터와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전체 시스템의 상황을 감시하며
주기적으로 경제 급전 신호를 전송함으로서, 제어 가능한 분
산 전원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제어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운전을 수행한다.
2.2 지능형 배전장치/정지형 스위치(IED/STS)

기후적인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풍력 발전과는 다르게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은 소비자 근처의 장소에 쉽게 설치된다.
지붕 설치형 PV, 건물 일체형 PV 그리고 일반 대지에 설치
되는 PV는 전력의 소비가 발생하는 곳의 바로 근처에 설치
되므로 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적인 분산 전원으로 응용되어
질 전망이다.
2.6 풍력 발전기/풍력 시뮬레이터 (WT/WTS)
현재 풍력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재
생 에너지 전원이다. 바람 조건에 민감하지만 다른 신재생
전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용량 대 가격 비를 제공하므
로 마이크로그리드 응용 면에 있어서도 유망하다. 동기 투
입 제어에 있어서 풍력 발전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교란 요
소로서 작동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에는 소 용량
실제 풍력 발전기와 입력된 풍력 패턴에 따라서 발전을 하
는 풍력 시뮬레이터를 포함한다.

지능형 배전장치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IED)는
현대화 배전 시스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지능형 제어
장치로서 차단기, 디지털 보호 계전기, 스위치기어, 리클로저
등이 전형적인 IED의 예이다. 정지형 스위치는 사이리스터
기반의 반도체를 이용한 스위치로 기존의 기계식 접점을 갖
는 스위치에 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으므로 빠른 투입/
차단을 제공하며 반도체 스위치의 무접점 특성으로 고장이
적다.
IED는 STS와 조합되어 마이크로그리드의 공통 연결점
(PCC)에 설치되어서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 계통 사이의
접속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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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하 (Load1∼Load6)
분산 전원과 더불어서 마이크로그리드의 부하도 넓은 범
위의 배전망에 분산 배치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민감 부하와 제어 가능 부하로 구분된다
[1][2]. 또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하는 각각 다른 부하
패턴을 가지므로 다양한 부하를 모의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그리드 시험 플랜트에서는 PLC로 제어되는 다양한 수동 부
하장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부하 모의 장치를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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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16]-[18]. [19]는 기준 축 변환 방식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
도 잡음에 강하고 연속적으로 전압의 크기, 주파수, 그리고

이 절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위상각의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이크로그리

대하여 설명한다.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는 다수의 분산 전

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압 불평형 신호를 보
상하는 신호처리 방법[19]을 채용하여 IED의 신호 계측 블

원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협조적으로 제어하여 마이크로그리
드의 전압과 주파수를 조정한다. 그림 2에서, 제안된 능동형

록에 적용하였다.

동기 투입 제어의 기본 구성과 신호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넓은 범위에 거쳐서 위치하므로 제안
된 동기 투입 제어는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MCC는 IED/STS가 검지한 전력 계통과의 연결 상태를
통신으로 전달 받아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전 모드를 결정
한다. 이와 동시에 MCC는 IED로 부터의 계측된 신호를 전

3.2 능동형 동기투입 제어의 구조
[20]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제어와 운영에서의 다양한 관점
을 검토하였다. 마이크로그리드는 분산 및 개별 제어를 복

달 받아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

합한 다층 구조의 계층 제어에 의해서 완전히 제어되어 질
수 있다 [20]-[22]. 개별 분산 전원 계층, 마이크로그리드 계

어 신호를 생성하고 분배하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제
어 가능한 분산 전원으로 전송한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전원은 제어 불가능한 전원으로서
최대 전력점 추종 제어를 통해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 시키
며 이와 동시에 시스템의 전압과 주파수를 안정화 시키는
것에 대한 외란 요소로서 작용한다.

어 계층에 해당 한다 [21]. 본 논문의 능동형 동기 투입
어는 독립 운전 중인 분산 전원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는 드룹 제어(1 차 제어 계층)로 인한 전압 및 주파수의
동을 보상해주는 마이크로그리드 계층의 제어 (2차 제어
층)에 해당한다.

그림 2 능동형 동기투입 제어의 간략화 구성도
Fig. 2 Schematic diagram for an active synchronizing control
3.1 동기 신호의 검출과 차단기 제어
그림 3은 IED/STS의 자세한 기능 구조를 보여준다. IED
는 동기 조건의 검증을 위한 신호의 측정과 STS의 투입/차
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IED는
양 측의 3 상 전압 신호를 측정하여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
그리고 위상각을 계산한다. 계산된 신호는 각각 비교되어
MCC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된다.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가 계통 연계운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MCC는 통신을 통해서 IED에 투입 허용 명령을 전송한다.
투입 허용 명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IED는 동
기 조건의 검증을 수행하며 만약 모든 조건이 동기 범위에
일치하면 STS를 투입하여 전력 계통과 마이크로그리드 사
이의 병렬 운전을 시작한다.
위상과 주파수의 정확한 측정은 동기 검증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고조파나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의
효율적 주파수 측정법이 여러 연구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독립운전 마이크로그리드의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관한 연구

층, 그리고 에너지 시장 계층은 각각 1 차, 2 차, 3 차의 제
제
있
변
계

그림 3 IED/STS의 기능
Fig. 3 IED/STS functions

그림 4는 MCC에 구현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알고리
즘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각각의
제어 가능한 분산 전원으로 전송되는, 주파수/전압의 오프셋
신호를 만들어 낸다. 그림의 좌측의 입력 신호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전달받은 IED의 계측 신호이다. 이 세 신호
는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 계통 사이의 주파수 차(①), 위상
각 차(②), 그리고 전압 차(③) 신호이다.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의 기본 목적은 이 세 신호를 동기 투입 조건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어 가능한 분산 전원들에 오프셋 신호를
전달하여 제어 목적을 달성한다.
주파수 차는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 계통의 회전 속도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며 이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례
적분 (PI) 제어기를 적용한 제어 신호를 사용한다. PI 출력
신호는 각 전원별 가중치와 전원의 동 특성을 고려한 주파
수 대역 필터를 통과하여 각각의 분산 전원에 전달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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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된다. 예를 들면 출력을 변경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

의 보드선도 이다. 디지털 필터는 1 차 (저역통과 필터) 또

요한 연료 전지의 경우 저역 필터를 이용하여 제어 신호의

는 2 차 (밴드패스 필터)의 차수를 가진다. 각각의 디지털
필터는 통과 주파수 밴드가 대상 분산 전원의 동적 응답 특

낮은 주파수 대역을 담당하고 디젤 발전기는 밴드패스 필터
를 이용하여 중간의 주파수 대역을 담당하며, 가장 빠른 응
답 특성을 가지는 BESS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담당하도록

성에 맞추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서로 약간씩 겹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한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에는
연료 전지가 없으므로 큰 용량의 디젤 발전기, 작은 용량의
디젤 발전기, 그리고 BESS가 순서대로 낮은 주파수, 중간
주파수, 높은 주파수 대역을 담당한다.

그림 5 디지털 필터의 보드 선도
Fig. 5 Bode diagram of the digital filters

그림 4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알고리즘
Fig. 4 Active synchronizing control algorithm
주파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도, 위상각 차이가 존재하
면 계통 투입이 불가능하다. 위상 변화는 분산 전원의 출력
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응답 특성이 빠른 분산 전원에 의
해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상각 차를 제어하기 위
한 전용의 분산 전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몇 안 되는 제어 가능 전원을 가진 시스템의 경우 가장 높
은 주파수를 담당하는 분산 전원이 위상각 차이 제어를 위
한 액추에이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도 있다. 위상각
차의 제어는 주파수 차이가 일정 값 이하로 제어되는 경우
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
파수 차이 제어에 영향을 주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
져온다. 그러므로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위상각 차이 제
어는 주파수 차이가 일정 값 이상일 경우에는 0으로 설정되
어 주파수 오프셋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파수 차이
와 위상각 차이를 동시에 제어하는 분산 전원의 입장에서
역할을 보자면, 이 분산 전원은 초기의 주파수 차이를 제어
하며 주파수 차이가 중간 대역과 낮은 대역을 담당하는 분
산 전원에 의해서 안정화 되는 어느 순간 위상각 차이를 감
소시키기 위한 제어 장치로 또 다른 역할을 한다.
전압 차이 신호(③)도 주파수 차이 제어 신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압 차이 신호는 내부 비례적분 제어
기에 의해 차이를 감소시키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며, 전원별
가중치와 전원 특성에 적합한 필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분산
전원을 위한 전압 오프셋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5는 능동형 동기 투입제어에 적용되는 디지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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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실선의 저역통과 필터는 가장 느린 응답 특성을 갖
는 50kW 디젤 발전기 (DG1)를 위한 것이고 녹색 점선의
밴드패스 필터(DG2)는 중간 대역의 응답 특성을 갖는
20kW 디젤 발전기(DG2), 그리고 전력변환 기반의 가장 빠
른 응답특성을 갖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는 청색
X표로,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담당한다.

3.3 분산 전원의 제어 알고리즘
그림 6은 유효 전력/무효 전력 또는 주파수/전압 제어를
위한 BESS 인버터 제어기의 구조를 보여준다. 전력 계통과
의 연결 상태에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의 분산 전원들은 두
가지의 운전 모드를 갖는다. MCC는 IED/STS로부터 전달
받은 차단기 상태 정보에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전모
드를 결정한 후, 제어 가능한 분산 전원에 운전 모드 명령을
전달한다. MCC로 부터의 운전모드 명령에 따라서, BESS
그리고 다른 분산 전원의 제어 장치들은 내부의 제어기의
구조를 변경하여 독립 모드로 운전할지 또는 연계 모드로
운전할지를 결정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 모드 명
령은 선택 스위치의 위치를 결정하며 연계 모드일 때는 유
효 전력/무효 전력 제어 운전을, 그리고 독립 모드일 때는
주파수/전압 제어 운전을 수행한다.
연계 모드의 경우 유효 전력 오차(PRef-PFB)와 무효 전력
오차(QRef-QFB)가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해서 q-축과 d-축의
전류 기준 신호를 만든다. 만들어진 기준 신호들은 전류 제
어기와 게이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IGBT의 게이트 구동 신
호를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계 모드의 BESS는
MCC로 부터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지령치를 정확하게
추종한다.
독립 모드의 경우, BESS는 다른 분산 전원과 더불어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한다. 그러나 연계
모드와는 다르게 BESS는 기준치를 엄격하게 추종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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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룹 특성을 이용한다. 독립된 마이크로그리드의 자율적 운

서 시험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의 사진을 볼

전과 안정적인 전력 배분을 위해서, 대부분의 인버터 기반의

수 있다(그림 7(d)).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의 제어반

분산 전원들은 드룹 특성을 채용한다[11][12][23]-[25]. 그림
6의 주파수 제어 부를 보면 주파수 오차 신호는 주파수 기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ED/STS (①), 배전망 시뮬레이

준치(FRef) 신호와 실제 주파수 신호 (FFB)를 감산한 신호에

터 (②), 디젤발전기-DG1 제어반 (50kW; ③), 디젤 발전기
-DG2 제어반 (20kW; ④), BESS 제어반 (⑤), 풍력 터빈용

다가, 실제 유효전력 신호(PFD)에 드룹 게인(KD)을 곱한 만

인버터 (⑥), M-G 세트 인버터 (⑦), 복합 발전 시스템 제

큼 감산해서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주파수 지령치가 유효

어반 (⑧),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⑨). 그 밖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풍력 발전기 (그림 7(a)), 풍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드룹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제어기에 능동형 동기 투입

력 터빈 모의를 위한 M-G 세트 (그림 7(b)), 태양 전지 판
넬 (그림 7(c)), 부하 시뮬레이터 (그림 7(e)), 배터리 뱅크

제어를 위해서 MCC로부터 전달받은 주파수 오프셋 (FOffset)

(그림 7(f)), 두 대의 디젤 발전기 (그림 7(g)).

을 주파수 지령치에 더해 줌으로써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는 MCC의 많은 프로그램 모듈 중
의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된다. 실제 MCC

계통간의 주파수 편차와 위상각 편차를 감소시키는 제어를
구현한다. 주파수 오차신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출력 제어
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례적분 제어기, 전류제어기,
IGBT 드라이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IGBT의 게이트신호를
만든다.
전압 제어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무효전력의 배분을 위해
서 드룹 특성을 갖도록 제어기를 꾸미는데, 그림 하단의 전
압 제어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파수 제어부와 동일한 로직

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로 구동되는 데스크탑 PC로서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수의 분산 전원들과 연결된
다. 그림 8은 MCC 프로그램 중에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를 위해서 다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으로 구성된다. 능동 동기 투입 제어를 위하여 MCC로부터
전달받은 전압 오프셋 신호는 전압 기준치 신호(VRef)를 조
정하여 개별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 계통간의 전
압 편차를 줄여주는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7 실험 설정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
Fig. 7 Experimental setup (microgrid pilot plant)
MCC는 중요한 변수를 운영자에게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림의 상단에 배치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탭-컨트롤을 통해서 다수의 분산 전원들의 내부 변수
및 상태를 작은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동/정지,
지령치 전송 등의 간단한 명령도 수행 가능하다. 프로그램
의 하단은 또 다른 탭-컨트롤로서 운영자가 참고하고자 하
는 분산전원의 변수를 상단 탭에서 하단 탭으로 드래그-드
그림 6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용 오프셋 신호를 포함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의 제어기 구조
Fig. 6 Controller structure of the BESS including active
synchronizing offset commands interface

4. 실 험
제안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세
트를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플랜트에 구축 하였다. 그림 7에

독립운전 마이크로그리드의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관한 연구

롭 함으로서 실시간 그래프에 추가하여 움직이는 그래프로
손쉽게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우측은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마이크로그리드와 각 분산 전원
의 상태를 참조 가능하며 제어기 게인 조정이나 분산 전원
별 출력 현황의 참조가 가능하다.
제안된 동기 투입 방식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험 방안을 고려하였다. 여러 가지 시험 조건을 비교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시험과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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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응답을 갖는 BESS의 오프셋 명령은

주파수 오차에 의

한 제어가 어느 정도 완료된 정상 상태에는 거의 0에 수렴
하지만 주파수 차이 일정 값 (ΔFMin) 이하에 도달하면 다시
위상각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어로서 오프셋 명령이 설
정된다.

그림 8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프로그램 (MCC)
Fig. 8 Active synchronizing control program (MCC)

그림 9 분산 전원들의 유효 전력 (시험1)
Fig. 9 Active power outputs of DGs (Case 1)

4.1 시험 1 : 단순한 동기 투입 시험
첫 번째 시험 설정은 제안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의 전
반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단순한 조건을 적
용하여 시험하였다. 이 시험 조건에서 마이크로그리드는 세
개의 분산 전원을 제어 가능한 전원으로 구성되며 전력 부
하는 시험 내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초기에 독립 운전 상태에 있으며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는
MCC로 부터의 제어 명령으로 시작한다.
그림 9∼그림 13은 시험1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는
각 분산전원의 유효 전력을 나타낸다. 각 분산 전원의 동기
투입 제어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나타내기가 어려우므로
각 분산 전원의 출력을 대신하여 표시하였다. 그래프에 표
시된 데이터는 각 분산 전원들과 MCC 사이의 네트워크 통
신으로 전달받은 데이터이다.
디젤 발전기1(DG1)의 경우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여 전송
되므로 2초당 1회로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낮고 정수 데이
터만 전달하므로 그래프 상에서 일직선처럼 보이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DG1은 연계운전 만 지원하여서 다른 분산
전원처럼 주파수 오프셋 신호를 받지 못하여 대신 출력 기
준치 신호를 조정하여야 하는 등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디
젤 발전기2 (DG2)와 BESS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주파수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며 각자의 드룹 특성에 따라서 유효 전력
을 부담한다.
MCC가 19초 근방에서 동기 투입 제어의 시작을 명령하
면 각 분산 전원은 MCC의 오프셋 지령에 따라서 동기 투
입 제어의 액추에이터로 작동한다. 그림 10은 마이크로그리
드의 주파수(FMG)와 전력계통의 주파수(FEPS)를 표시한다.
그림 11은 위상각 차(θDiff)와 위상각 차의 미분(ωDiff)을 표시
한다. 주파수가 위상각의 회전 속도라는 점에서 주파수 편
차와 위상각의 미분 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12는 MCC로부터의 각 분산 전원들로의 오프셋 명령을 표
시한다. OffsetPI 는 비례적분 제어기의 출력이고 OffsetDG1
은 가장 느린 디젤 발전기1의 지령치로 OffsetPI의 가장 느
린 프로파일을 따라서 만들어 진다. OffsetDG2는 중간 정도
의 응답을 갖는 디젤 발전기2를 위한 지령치이다. 가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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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계통의 주파수 (시험1)
Fig. 10 Frequencies of EPS and microgrid (Case 1)

그림 11 위상각 차와 위상각 차의 미분 (시험1)
Fig. 11 Phase-angle difference and its derivative (Case 1)

그림 12 분산 전원의 오프셋 명령 (시험1)
Fig. 12 Offset commands to DGs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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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연결하고자 하는 양 측의 전압과 전류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그림이다. STS가 투입 되는 시점은
IED가 보내주는 Vtrig 신호로 알 수 있다. 양 단의 전압과
그의 확대된 그림은 STS가 투입되는 시점에서 전압의 위상
각이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준다. 또한 양 측의 전압 크기가
동일한데도 전압 차(Vdiff)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상각의 차에
의한 것이다. 투입되는 시점에 전압 차가 거의 없으며, 투입
시점에 흐르는 상전류(IU)가 아주 작다는 것은 제안된 능동
형 동기 투입 제어에 의해서 소프트하고 유연한 동기 투입
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림 15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계통의 주파수 (시험2)
Fig. 15 Frequencies of EPS and microgrid (Case 2)

그림 16 위상각 차와 위상각 차의 미분 (시험2)
Fig. 16 Phase-angle difference and its derivative (Case 2)

그림 13 스위치 투입 시점의 전압과 주파수 (시험1)
Fig. 13 Voltages and current when STS is on (Case 1)

4.2 시험 2 : 변동하는 풍력 발전 시험
시험2는 제안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가 변동하는 신재
생 전원 조건에서도 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동작하는지 여
부를 검토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모든 시험 조건은 시험1과
동일하며, 매우 심각하게 가변되는 풍향 조건으로 설정된,
풍력 터빈 시뮬레이터가 변동하는 출력을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에 제공한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풍력 발전의 출력 변동은 그림 14 청색선(PWTS)과 같다.
전기 부하가 일정하게 고정되었지만 풍력 발전의 출력이 변
동함에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이 주파수가 변동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5 참조).

그림 14 분산 전원들의 유효 전력 (시험2)
Fig. 14 Active power outputs of DGs (Case 2)

독립운전 마이크로그리드의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관한 연구

그림 17 분산 전원의 오프셋 명령 (시험2)
Fig. 17 Offset commands to DGs (Case 2)

그림 18 스위치 투입 시점의 전압과 주파수 (시험2)
Fig. 18 Voltages and current when STS is o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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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디젤 발전기2(PDG2)와 BESS의 출력(PBESS)도

Ventakaramanan, R. Lasseter, N. Hatziargyriou, and

각각의 드룹 특성에 맞게 변동함을 볼 수 있다. 능동형 동

T. Green, “Real-World MicroGrid-An Overview,” in

기 투입 제어의 시작 시점에서, 주파수 편차의 제어가 풍력
변동에 따라서 약간 방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6

Proc. IEEE Int. Conf. on Syst. of Syst. Eng. ,pp.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동기 투입 과정은 시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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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 M. Strang, C. J. Mozina, B. Beckwith, T. R.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하며 그림 18에 표시된 스위치
투입 시점에서의 전압, 전류 파형도 크게 문제가 없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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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동기 투입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Smaha, J. T. Uchiyama, S. M. Usman, and W. P.

위의 시험 1과 시험 2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사용함으로써 넓은

Waudby,“Generator Synchronizing, Industry Survey

범위에 분산 배치된 분산 전원과 전력 부하가 동적으로 변
동하며 운전 되는 소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에 있어서 네트

Results,” IEEE Trans.
174-183, Jan. 1996.

Power

Del.,

vol.11,

pp.

[7] L. C. Gross, L. S. Anderson, and R. C. Young,

워크로 연계를 통한 센서 신호의 전달, 제어 신호의 생성과

“Avoid generator and system damage due to a slow

분산 전원의 특성에 따른 분배,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제
어 지령의 발송 등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동기 투입이 가능하며 신재생 에
너지의 출력 변동으로 인한 외란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동기 투입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ynchronizing breaker,” in Proc. 24th Annu. Western
Protective Relay Conf., Oct. 21–23, 1997, pp.1–20.,
Available:http://www.selinc.com/techpprs/6062.pdf
[8] J.V. Mitsche, and P.A. Rusche, “Shaft Torsional
Stress Due to Asynchronous Faulty Synchronization,”
IEEE Trans. Power App. Syst., Vol. 99, Issue 5, pp.
1864-1870, Sep. 1980.
[9] R. A. Evans, “A Manual/Automatic Synchronization
Circuit for a 37.5 MVA Steam -Turbine-Driven
Generator,” IEEE Trans. Ind. Appl., Vol. 26, No. 6,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부하와 다양한 동적 특성을 가지는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마이크로그리드를 전력 계통에
동기 투입하는 경우에는, 단일 발전기와는 다르게, 독립 운
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내부에는 변동하는 신재생
에너지 출력이나 급변하는 부하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
다. 이를 위하여 동기 신호의 원격 계측, 제어 신호의 적절
한 배분, 제어 신호의 원격 전송, 분산전원의 제어 알고리즘
등으로 구성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기법을 제안하여 다
양한 동특성을 가진 분산 전원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독립 운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의 동기 투입을 가능하게 하
였다. 제안된 능동형 동기 투입 제어 방식은 두 가지의 시
험 케이스를 통해서 제어기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 수 있었
고 또한, 변동하는 신재생 에너지 출력 조건에서도 확정적이
며 안정적인 동기 투입 제어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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